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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과 

육아물가 체감 추이

박진아 부연구위원

 정부는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의 대상 계층 및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영유아 서비스 비용

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를 통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우리사회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

복하고자 노력하여왔다. 본고에서는 2012-2013년 동안 확대된 육아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주요 육아품목을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물가수준과 

가격 변동에 대한 체감지수의 변화를 분석하고, 2016년 현재 영유아 가구가 지출하는 양육비 수준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 기관 이용 시간과 가구특성에 따른 비용지원설계 보완, 2) 자녀 출생순

위와 소득계층을 고려한 양육수당 정책의 전환, 3) 유치원과 어린이집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도

입 등을 제안하였다.

1. 서론1)

2015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24명으로 

이러한 초저출산 상태가 2000년대 이후 지속되

고 있다. 정부는 2012년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지원의 대상 계층 및 연령 확대를 시작으로 영유

아 서비스 비용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를 마련

하였을 뿐 아니라, 필수예방접종의 국가부담 범

위를 확대하는 등 육아지원설계의 다양화를 통

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을 경감하여 우리사

회의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노력하여왔다. 

이는 자녀 출산을 기피하는 주 원인1)인 양육비 

부담과 같은 경제적 요인에 대응한 결과로 유치

원과 어린이집 비용의 보편적 지원 확대는 

2012~2013년 전국가구의 소비자물가 상승을 

연간 목표를 밑도는 1~2%대로 유지하여 물가관

리 목표가 달성되는 긍정적 정책효과를 보였다

(통계청, 2013a, 2013b, 최윤경 외, 2013:7 재

인용)2). 그러나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육

아품목은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외에 종류가 다

양하고 프리미엄 제품을 표방하여 매해 큰 폭으

로 가격이 오르는 물가구조의 특성을 보이고 있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기본과제로 수행한 「KICCE 육아물가지수 연구(Ⅳ)」(박진아･김나영･이재희･장문영, 2016) 연구보고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1)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결과(이삼식 외, 2015), 유배우여성(15~34세)의 1자녀 출산 후 단산 이유로 자녀양육비 부담

(24.3%), 자녀교육비 부담(22.3%), 일-가정양립곤란(14.7%) 순으로 나타남.

2) 최윤경･박진아･이세원(2013). KICCE 육아물가지수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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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계 지출 분류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 (명)

분류 월 평균 지출액 표준편차
가계지출

대비 비중

소비지출

대비 비중

소비

지출

01. 식료품･비주류음료 052.2 043.6 010.7 022.0

02. 주류 및 담배 008.7 026.5 001.8 003.7

03. 의류 및 신발 015.0 018.7 003.1 006.3

0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021.2 025.4 004.4 008.9

0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019.1 083.6 003.9 008.1

06. 보건 011.9 025.1 002.4 005.0

07. 교통 046.7 313.9 009.6 019.7

08. 통신 015.6 013.8 003.2 006.6

09. 오락 및 문화 013.6 020.6 002.8 005.7

10. 교육 027.6 050.2 005.7 011.6

11. 음식 및 숙박 024.4 026.1 005.0 010.3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18.2 047.1 003.7 007.7

소비지출 계 237.2 179.0 048.7 100.0

13. 비소비지출 087.4 093.9 018.0

14. 저축성지출 162.0 182.3 033.3

가계지출 계 486.6 320.4 100.0

사례수 (1,419)

주: 가계지출 및 소비지출 대비 비중은 제시된 항목별 평균값의 비율임.

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2016년 현재 영유아 가

구가 지출하는 양육비 현황과, 주요 육아품목을 

대상으로 영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물가수준과 

가격 변동 체감지수의 변화를 살펴보고 2012- 

2013년 동안 확대된 육아지원이 영유아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2.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

전국 광역시를 중심으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1,419 가구를 대상으로 1년간의 가계지출 현황

을 조사하고 영유아 품목을 중심으로 1년 동안

의 회상조사(n=1,010)와 한 달 동안의 가계부 

조사(n=309)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

사응답자의 자녀 연령은 첫째아를 기준으로 0세 

18.3%, 1세 11.8%, 2세 14.1%, 3세 12.5%, 4세 

11.8%, 5세 12.3%로 유사한 비율을 차지하고 

초등 자녀가 있는 가구도 19.2% 포함되었고, 조사 

대상 가구의 가구소득은 월 평균 488만원이다.

가. 영유아 가구의 가계지출 현황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영유아 자

녀가 있는 가구의 지출 분류에 따라 월 평균 지

출 비용을 회상하여 응답하도록 한 데이터의 분

석 결과(표 1 참조), 전체 분석대상 1,419 가구

집
―
중
―
조
―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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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첫째 자녀 발달시기별 가계지출 분류에 따른 월 지출액 비교

단위: 만원, %, (명)

분류
신생아기

(0~12개월)

영아기

(13~30개월)

유아기1

(31~48개월)

유아기2

(49~80개월)
초등 F

소비

지출

 01. 식료품･비주류음료 044.5 054.4 049.2 052.6 057.6 02.91*

 02. 주류 및 담배 006.7 008.2 007.9 008.4 011.8 01.33

 03. 의류 및 신발 013.3 017.4 015.4 013.5 015.8 02.23#

 0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022.5 020.8 019.3 019.8 024.9 02.27#

 0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020.2 017.6 017.4 026.1 010.3 01.5

 06. 보건 011.1 011.5 011.7 011.9 012.8 00.17

 07. 교통 020.6 056.9 040.8 058.8 040.2 00.59

 08. 통신 015.7 016.0 015.1 014.6 016.9 01.32

 09. 오락 및 문화 009.1 013.2 014.4 014.7 014.1 02.57*

 10. 교육 006.5 011.1 020.0 034.7 052.3 38.81***

 11. 음식 및 숙박 024.8 025.3 022.4 024.7 024.8 00.53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23.6 014.8 016.5 020.8 015.6 01.54

 소비지출 계 189.4 226.6 227.2 245.5 273.6 06.73***

 13. 비소비지출 084.2 089.8 086.8 086.7 089.0 00.12

 14. 저축성지출 168.2 055.7 168.6 178.7 130.7 03.19*

 가계지출 계 441.9 472.1 482.6 510.9 493.3 01.65

 사례수 (174) (253) (276) (440) (276) (1,419)

# p < .1, * p < .05, *** p < .001

의 월 평균 가계지출은 486.6만원, 소비지출은 

237.2만원, 저축성 지출은 162만원으로 조사되

었다. 지출 분류에 따라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 52.2만원, 교통 46.7만원, 교육 27.6만원 순

서로 조사되었다. 가계지출 대비 비중으로 살펴

보면, 유치원 비용이 포함되어있는 교육 비목의 

지출 비중이 전체 가계 지출의 5.7%를 차지하고 

어린이집 비용과 돌봄 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목의 지출 비중이 3.7%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가계지출 분류

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을 살펴보면(표 2 참조), 

가계지출은 첫째 자녀 발달시기에 따라 통계적

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첫째 자

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소비지출은 유의미하게 첫째 자녀의 연령이 높

을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지출 분

류에 따라서는 식료품･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

발,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오락 및 문화, 교육 

부분 지출이 첫째 자녀 발달시기에 따라 유의미

한 차이를 보였고 교육 비목의 지출은 첫째 자녀 

연령에 따라 지출 비용이 증가하는 양상이 뚜렷

이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 비용과 돌봄 서비

스 비용이 포함되는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비목의 

경우 신생아기의 지출액이 23.6만원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교통과 기타 상품 및 서

비스 부분 외에 모든 부분에서 소득에 따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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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소득수준별 가계지출 분류에 따른 월 평균 지출액

단위: 만원, (명)

분류 200만원이하 200~550만원이하 550만원 초과 F

소비

지출

 01. 식료품･비주류음료 034.7 047.5 066.6 035.03***

 02. 주류 및 담배 004.9 007.0 013.6 009.67***

 03. 의류 및 신발 006.5 012.6 022.1 046.28*** 

 04. 주택･수도･전기 및 연료 016.7 019.8 025.3 008.00*** 

 05.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007.0 017.2 025.8 002.33#

 06. 보건 0 6.6 010.4 016.4 009.92***

 07. 교통 015.0 047.6 050.4 000.41

 08. 통신 010.6 015.0 017.8 011.00***

 09. 오락 및 문화 004.6 011.8 019.4 027.17***

 10. 교육 010.8 023.4 040.7 021.73***

 11. 음식 및 숙박 014.0 022.1 031.7 026.44***

 12. 기타 상품 및 서비스 011.6 017.7 020.7 001.38

 소비지출 계 128.1 205.7 331.4 095.12***

 13. 비소비지출 038.3 073.4 129.5 066.62***

 14. 저축성지출 088.1 134.4 240.7 058.62***

 가계지출 계 254.5 413.5 701.6 165.49***

 사례수 (74) (944) (401) (1,419)

# p < .1, *** p < .001

비용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모든 비목의 월 평균 지출액이 소득 수준이 높아

짐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나. 영유아 가구 양육비 지출 현황3)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조사 결과(표 

4 참조), 월 평균 양육비는 94.4만원으로 가구 

소득 대비 19.3%, 가계지출 대비 21.7%를 자녀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아 연

령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양육비 지출 규모만으

로는 유아기2(49~80개월) 그룹이 98.2만원으로 

가장 많이 지출하고 그 다음으로 영아기(97.5만

원), 유아기1(95.9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대비 양육비 지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첫째아가 

초등이상인 가구는 전체 소득의 16.7%를 양육

비로 지출해 소득대비 지출 비중이 가장 낮게 조

사되었고 신생아기, 영아기, 유아기1, 유아기2 

자녀 가구 모두 소득과 비교하여 모두 19~21% 

정도 양육비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양육비 지출 규모로 비

교하면, 200만원 이하 그룹에서 월평균 지출하

는 양육비는 50.8만원, 200만원~550만원 이하 

그룹 82.9만원, 550만원 초과 그룹 129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소득대비 지

3) 조사대상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은 회상방식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위해 지출하는 육아품목에 회상기간을 제시하여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고, 

가계부 조사는 한달 동안 가구에서 지출하는 모든 품목과 지출대상을 조사하여 영유아 자녀만을 위해 소비하는 품목으로 양육비 지출 현황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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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 지출 현황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양육비(A) 가계지출(B) 소득(C) 양육비 비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B A/C

전체 094.4 086.6 435.3 478.6 488.0 291.7 21.7 19.3 (1,419)

첫째아 월령

 신생아기(0~12개월) 087.3 079.8 399.3 257.9 455.9 243.6 21.9 19.1 (0,174)

 영아기(13~30개월) 097.5 089.7 432.6 518.2 482.9 234.4 22.5 20.2 (0,253)

 유아기1(31~48개월) 095.9 079.4 410.0 320.1 459.2 229.0 23.4 20.9 (0,276)

 유아기2(49~80개월) 098.2 087.2 459.0 587.4 494.2 235.9 21.4 19.9 (0,440)

 초등 이상 088.7 093.9 449.1 492.3 531.8 454.2 19.8 16.7 (0,276)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50.8 048.3 214.1 135.2 175.3 040.4 23.7 29.0 (00,74)

 200만원~550만원이하 082.9 070.2 380.5 466.8 385.0 095.4 21.8 21.5 (0,944)

 550만원 초과 129.0 112.5 602.0 499.6 788.3 382.5 21.4 16.4 (0,401)

주: 1) 가계부 조사 데이터에서 1회성 지출 중 돌/백일 위탁비용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함.

   2) 가계부 조사의 양육비는 가구공동 지출을 제외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출 항목만으로 산출함.

   3) 회상방식의 양육비 조사 품목은 130여개의 품목에 대해 회상기간을 주고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고 제시된 품목에 속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출 

비용은 비목별로 기타 항목을 두어 조사함. 양육비용에 포함된 육아품목은 박진아 외(2016)의 부록 조사표 참고. 

출 비중으로 살펴보면, 저소득층(200만원 이하)

의 양육비 지출 비중은 소득 대비 29% 수준인 

반면 고소득층(550만원 초과)은 16.4%로 나타

나 소득이 적을수록 양육비 지출 비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영유아만 양육할 때 지출하는 양육비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가구 중 영유아 자녀가 

1인인 가구와 영유아 자녀가 2인인 가구를 대상

으로 월평균 지출하는 양육비를 분석하였다. 

영유아 자녀가 1인인 조사대상의 평균 소득은 

472.6만원으로 전체 조사대상 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영유아 1인

을 양육하는 데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87.8

만원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영유아 자녀 1

인의 양육비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는데 자녀의 연령이 13~30개월인 경

우 월 평균 양육비가 94.2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신생아기(0~12개월) 86.7만원, 유아

기2(49~80개월) 84.9만원, 유아기1(31~48개

월) 83.2만원 순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소득수

준에 따라서는 소득계층에 따라 지출하는 양육

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에게 지출하는 양육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득과 비교할 때 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소득(171.8만원) 중 양육비 비중은 29.6%

인 반면, 소득이 많을수록 양육비 비중은 감소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 자녀가 2인인 조사대상의 평균 소득은 

489.3만원으로 전체 조사대상과 큰 차이를 보이

지 않았고 영유아 2인을 양육하는 데 지출하는 

월 평균 비용은 106.6만원으로 조사되었다(표 6 

참조). 영유아 자녀 2인의 양육비는 자녀 연령에 

따라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첫째 자녀의 

연령이 13~30개월인 경우 월 평균 양육비가 113.4 

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아기1(31~48개

월) 109.6만원 신생아기(0~12개월) 105.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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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영유아 자녀 1인 가구의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양육비(A) 가계지출(B) 소득(C) 양육비 비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B A/C

전체 087.8 81.5 407.4 367.7 472.6 222.2 21.6 18.6 (675)

자녀 연령

 신생아기(0~12개월) 086.7 78.5 393.4 247.8 450.7 235.9 22.0 19.2 (168)

 영아기(13~30개월) 094.2 89.9 412.6 492.2 484.3 229.8 22.8 19.5 (205)

 유아기1(31~48개월) 083.2 72.6 430.4 385.6 466.1 202.6 19.3 17.9 (149)

 유아기2(49~80개월) 084.9 81.8 392.7 242.9 487.4 214.5 21.6 17.4 (153)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50.8 54.2 204.6 079.0 171.8 039.8 24.8 29.6 (037)

 200만원~550만원이하 077.6 72.1 360.7 374.3 387.8 095.5 21.5 20.0 (455)

 550만원 초과 120.8 97.3 565.5 334.7 744.3 221.8 21.4 16.2 (183)

주: 1) 가계부 조사 데이터에서 1회성 지출 중 돌/백일 위탁비용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함.

   2) 가계부 조사의 양육비는 가구공동 지출을 제외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출 항목만으로 산출함.

   3) 회상방식의 양육비 조사 품목은 130여개의 품목에 대해 회상기간을 주고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고 제시된 품목에 속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출 

비용은 비목별로 기타 항목을 두어 조사함. 양육비용에 포함된 육아품목은 박진아 외(2016)의 부록 조사표 참고.

〈표 6〉 영유아 자녀 2인 가구의 양육비 지출

단위: 만원, %, (가구)

구분
양육비(A) 가계지출(B) 소득(C) 양육비 비중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A/B A/C

전체 106.6 088.4 454.7 466.5 489.3 257.1 23.4 21.8 (441)

첫째자녀 연령 　 　

 신생아기(0~12개월) 105.4 116.8 560.5 463.7 600.8 410.6 18.8 17.5 (006)

 영아기(13~30개월) 113.4 088.0 522.0 619.9 477.0 255.7 21.7 23.8 (048)

 유아기1(31~48개월) 109.6 084.6 383.9 215.3 456.0 260.6 28.5 24.0 (122)

 유아기2(49~80개월) 104.2 089.9 472.4 514.6 504.4 251.3 22.1 20.7 (265)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 059.5 045.9 229.0 223.7 181.7 040.9 26.0 32.7 (025)

 200만원~550만원이하 094.8 075.3 383.1 417.6 379.8 095.7 24.7 25.0 (287)

 550만원 초과 140.9 108.7 649.4 533.8 792.6 261.5 21.7 17.8 (129)

주: 1) 가계부 조사 데이터에서 1회성 지출 중 돌/백일 위탁비용의 금액은 제외하고 산출함.

   2) 가계부 조사의 양육비는 가구공동 지출을 제외한 영유아 자녀의 양육비 지출 항목만으로 산출함.

   3) 회상방식의 양육비 조사 품목은 130여개의 품목에 대해 회상기간을 주고 지출 비용을 조사하였고 제시된 품목에 속하지 않은 품목에 대한 지출 

비용은 비목별로 기타 항목을 두어 조사함(양육비용에 포함된 육아품목은 박진아 외(2016)의 부록 조사표 참고). 

유아기2(49~80개월) 104.2만원 순으로 조사되

었다. 영유아 자녀 1인 가구의 양육비 지출에 비

해 영유아 자녀가 2인인 경우 전체 양육비는 늘

어나나, 자녀 1인당 지출은 줄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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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2013-2016 육아 소비재 물가체감지수

단위: 점

품목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우유 126.3 130.8 124.4 127.7 099.3 100.3 094.2 092.6 149.3 125.5 114.4 118.4

분유 146.0 150.8 147.0 144.9 137.1 140.9 140.2 137.1 148.7 129.1 119.6 114.2

이유식 141.2 143.5 140.4 144.5 126.2 128.3 124.8 133.6 144.5 126.4 117.8 126.2

기저귀 139.6 140.6 134.4 138.5 134.5 136.4 129.9 131.6 144.7 122.4 119.6 121.7

영양제 126.7 137.8 138.9 139.7 113.2 129.7 131.3 131.2 131.5 121.1 120.2 120.8

물티슈 112.2 110.0 107.2 108.0 102.2 097.3 096.7 096.1 127.5 111.4 110.2 109.1

내의류 119.0 116.2 115.2 113.8 113.1 108.1 108.5 106.8 133.5 115.4 114.8 115.5

겉옷 144.1 141.8 139.1 139.6 141.6 140.5 137.7 140.0 151.0 130.0 128.3 132.3

완구류 157.8 162.2 161.5 161.4 150.9 153.3 154.1 152.9 158.6 140.3 140.6 141.8

종합지수 136.2 138.4 133.9 135.5 126.2 127.8 124.3 124.4 144.6 124.2 118.8 119.6

주: 1) 지수산출 예: 가격체감지수={(매우비싼편응답수*1.0+조금비싼편응답수*0.5+적당응답수*0-조금싼편응답수*0.5-매우싼편응답수*1.0)/응답가구수*100}+100

   2) 각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즉 가격이 비싼편, 가계에 

부담이 되는 편, 가격변동이 큰 편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지수는 KICCE 육아물가지수 품목별 비중에 의해 가중평균한 결과임. 

3. 영유아 부모의 육아물가 체감 
추이

영유아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육아 대표 품목 

21개(소비재 9개, 내구재 6개, 서비스 6개)에 대

해 품질 대비 가격수준에 대한 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3개 항목에 대해 질문4)하여 영

유아 부모가 체감하는 육아물가 체감지수를 산

출하였다. 지난 4년간의 육아 소비재에 대한 물

가체감지수를 살펴보면(표 7 참조), 육아소비재 

가격에 관한 3개 지표에서 모두 2015년에 비해 

지수가 약간 상승하여 부정적 체감이 증가하였

음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육아소비재 품목별로 

살펴보면, 육아소비재 중에서도 필수재라 할 수 

있는 분유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하여 2016년의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3개 지표 모

두 수치가 하락하여 최근 유통시장의 가격 경쟁에 

따른 효과를 체감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유아 자녀 양육에 필요한 육아 내구재 6개 

품목을 중심으로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

체감에 대한 지난 4개년의 체감지수를 보면(표 

8 참조), 3개 부문에 대한 체감지수가 모두 100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내구재 가격에 대해 긍정

적으로 체감하는 응답보다 부정적으로 체감하는 

응답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지수 모두 2013-2015년 기간 동

안 모든 지수가 하락하여 부정적 체감이 다소 감

소하는 추세였다가 2016년 들어 지수가 증가하

여 부정적 체감이 증가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

4) 가격체감 질문: 육아품목의 가격이 품질/성능 대비 싸다고 혹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가격부담 질문: 다음 품목의 지출이 귀 댁의 가계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되십니까?

   가격변동체감 질문: 각 품목의 최근 3개월간 가격변동을 어떻게 체감하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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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2013-2016 육아 내구재 물가체감지수 

단위: 점

품목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카시트 141.5 151.1 149.7 150.7 143.7 147.8 146.0 147.6 145.0 136.0 130.0 135.1

유모차 150.1 162.1 158.4 162.6 147.8 156.0 152.4 155.0 150.1 141.7 133.5 137.6

아기띠 139.1 143.9 143.6 145.5 127.4 129.1 128.3 128.3 139.9 132.4 125.2 128.8

놀이방 매트 146.7 153.9 152.8 154.5 134.8 139.1 139.6 140.7 141.6 131.8 128.5 129.6

자전거 146.7 148.4 146.5 146.4 133.4 138.7 137.1 134.4 144.5 134.7 130.5 130.3

교재교구/책 152.2 159.0 157.2 158.1 149.9 149.7 148.9 145.0 146.6 142.2 142.0 140.7

종합지수 148.8 157.1 155.0 156.8 145.7 148.8 147.2 146.3 146.5 139.7 135.9 137.4

주: 1) 지수산출 예: 가격체감지수={(매우비싼편응답수*1.0+조금비싼편응답수*0.5+적당응답수*0-조금싼편응답수*0.5-매우싼편응답수*1.0)/응답가구수*100}+100

   2) 각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즉 가격이 비싼편, 가계에 부담이 

되는 편, 가격변동이 큰 편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지수는 KICCE 육아물가지수 품목별 비중에 의해 가중평균한 결과임.

〈표 9〉 2013-2016 육아 서비스 물가체감지수

단위: 점

품목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2013 2014 2015 2016

돌/앨범 169.6 179.0 174.9 176.6 167.4 172.0 169.0 170.8 159.0 153.2 145.2 149.6

산후조리원 174.0 178.3 173.8 175.2 178.5 180.3 178.9 181.6 168.6 159.0 148.9 157.6

학원 145.5 152.0 148.2 152.0 145.3 146.3 144.1 145.6 144.8 142.8 138.3 141.5

어린이집 128.5 121.5 121.6 123.5 121.4 115.0 117.4 117.1 132.9 125.6 125.0 127.9

유치원 128.4 134.5 125.2 128.2 127.0 133.1 124.9 128.3 135.4 133.8 130.8 133.1

보험 142.5 146.2 147.5 149.6 137.5 136.5 138.0 138.7 145.4 138.7 137.2 143.4

종합지수 138.0 138.7 141.9 138.1 134.2 133.6 133.5 133.6 140.8 135.2 132.4 136.3

주: 1) 지수산출 예: 가격체감지수={(매우비싼편응답수*1.0+조금비싼편응답수*0.5+적당응답수*0-조금싼편응답수*0.5-매우싼편응답수*1.0)/응답가구수*100}+100

   2) 각 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크면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부정적 응답이 높은 것으로 해석됨. 즉 가격이 비싼편, 가계에 

부담이 되는 편, 가격변동이 큰 편으로 체감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3) 종합지수는 KICCE 육아물가지수 품목별 비중에 의해 가중평균한 결과임.

육아 서비스 품목 6개에 대한 4개년도 비교 자

료를 검토해 보면, 가격체감지수는 2013년 138.0 

에서 2015년 141.9로 증가하는 상승 추세를 보

였다가 2016년 138.1로 감소하고, 가격변동체

감지수는 2015년까지 감소하다가 2016년 다시 

증가하여 부정적 응답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9 참조). 가계

부담지수는 2014년 133.6으로 2013년에 비해 

다소 감소한 상태에서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품목의 경우 1회성 

지출 비용이 높은 돌/앨범, 산후조리원의 경우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 모두 부정적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체감정도는 소비재와 내구재와 비교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육아지원정책으로 비용지원이 되고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에 대한 영유아 부모의 

가격체감지수는 2013-2015년 기간 동안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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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2013-2016 비용지원 및 서비스 만족도지수

단위: 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치원 비용지원 118.5 104.1 111.8 106.2

어린이집 비용지원 127.0 123.3 124.3 117.6

양육수당 지원 106.7 102.3 095.9 086.8

유치원 서비스이용 133.1 134.2 140.0 140.2

어린이집서비스이용 135.8 138.5 143.3 140.6

주: 1) 만족도지수={(매우만족응답수*1.0+대체로만족응답수*0.5+보통응답수*0-대체로불만족응답수*0.5-매우불만족응답수*1.0)/응답 가구수*100}+100.

   2)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 즉 100보다 큰 

경우 만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수가 하락하여 가격에 대해 부정적으로 체감하

는 응답 비율이 감소한 반면 2016년 다시 상승

하여 가격체감에 대한 부정적 응답 비율이 다소 

증가하였다. 가계부담 정도는 2013년 지수 산출 

이후 어린이집 비용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다소 

감소하고 유치원 비용에 대한 가계부담의 부정

적 응답은 2015년에 비해 2016년 다소 증가하

였으나, 여전히 두 서비스 품목 모두 영유아 가

구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 유치원과 어린이

집 비용 및 양육수당 지원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

도의 연간 변화를 살펴보면(표 10 참조), 비용지

원의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비용지원 및 양육

수당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감소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양육수당 지원의 만족도지수는 

2015년 이후 100보다 낮게 나타나 양육수당 지

원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반면에 서비스이용 만족도는 유치원에 대

해서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해

서는 2015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 2016년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영유아 부모의 육아품목에 대한 3개(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부문 체감지수를 소비재(9개), 

내구재(6개), 서비스(6개) 품목별로 산출한 결과, 

전반적으로 2013-2015년 기간 동안 가격체감

과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부정적 응답 비율

이 감소한 것에 비해 2016년의 체감지수는 전년

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 부문별로 통합적으로 산

출한 체감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육아 소비재

의 경우 2013-2016년 기간 동안에는 가격체감, 

가계부담, 가격변동체감의 3개 부문 모두에서 체

감지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2013년

과 2016년의 가격변동체감지수를 비교해 보면 

144.6에서 119.6으로 크게 감소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육아 내구재의 경우, 2013-2016년 기

간 동안에 가격체감지수는 2014년에 큰 폭으로 

상승한 후 2016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

이고 있으나, 가격변동체감의 경우는 반대로 

2014년에 큰 폭으로 감소한 후 2016년까지 감

소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

으로 육아서비스의 경우 2013-2016년 기간 동

안에는 가격변동체감지수와 가격체감지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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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의 등락을 보여주었고, 가계부담지수는 거의 

변동이 없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육아품목 중 

대표 품목이라 할 수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육･보육 서비스 비용지원 및 이용에 대한 

2016년(9월) 만족도지수 산출 결과에 따르면, 

비용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2013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

족도는 동기간 비교 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지수 추이는 직접적인 비용지원을 통한 

수요자 만족도 제고 보다는 서비스 질과 내용의 

향상을 통한 만족도가 더 개선되었음을 보여주

는 결과로,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비용지원보다 

기관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에 정책의 우선순

위를 두어야함을 시사한다.

여전히 육아품목의 가격체감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 영유아 가

구는 전체 소득의 20% 정도를 양육비로 지출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영유아만을 위해 소비하

는 소비재, 내구재, 서비스에 대한 월 평균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조사대상 가구의 평균 양육비

는 94.4천원으로 나타났고, 영유아 자녀가 1명

인 가구의 월 평균 양육비는 87.8천원, 2명인 

가구는 106.6만원(자녀 1인당  53.3만원)으로 

나타나 영유아 자녀가 많을수록 지출 총액은 늘

어나나 자녀 1인당 지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의 서비스 비용 지원 정책을 기관 

이용 시간과 가구특성에 따른 지원으로 보완하

여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 동안의 기관 이용 

비용 지원을 통한 양육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기

관 이용과 미이용자 간의 지원 비용 차이로 인해 

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손해라는 인식으로 

불필요한 수요를 발생시켰다. 또한 서비스 기관 

이용 비용보다 양육수당 금액이 적어 이는 기관 

미이용자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

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전 계층 양육수당 지원을 자녀의 출생순

위와 소득계층을 고려한 설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수당 정책은 차등지원에서 보편지

원으로 확대 도입되면서 영유아 가구의 양육 부

담 경감이란 정책 목표가 약화되고 정책 수혜자

의 만족도 또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

서 현재의 영유아 연령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닌 

소득계층과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른 차등 지원 

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셋째, 기관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 지원보

다는 서비스 질과 내용의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2013-2016년 기간 동안 유치

원과 어린이집 이용 비용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유치원과 어린이집 서비스 

이용에 대한 만족도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

고를 위한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보여주는 것이

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기관의 질적 수준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의 정책 확대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기 육아지원정책의 설계를 비

용 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다변화해야 할 것이다. 

영유아 가구의 소비패턴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

여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육아용품과 서비스 품

목이 다양화,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가

구가 합리적으로 소비하여 가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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